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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길: 인생이 지나가듯 
당신도 그렇다

정이 경험한 8개월간의 우울증과 회복의 여정이 그녀를 정신건강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홍푹에서 봉사자로서 받은 여러 서비스에 대해 
나누며 그녀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나눈다.   

지난 2004년에 나는 아무 이유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과 식욕이 
상실되며,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내안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우울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증상들이 나를 더욱 
두렵고 힘들게 했다. 감사하게도 8개월 안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8년도에 미디어를 통하여 홍푹의 자원 봉사자 교육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바로 홍푹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봉사를 하면서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또 그 외 
여러 정신 질환들의 원인, 증상,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에 은퇴한 뒤로, 나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봉사활동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었다. 자원 봉사자로서 한국 커뮤니티가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영어가 부족한 한국인들을 위해 통역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신 건강 응급 처치 (Mental Health 
First Aid) 코스에 등록하여 배움을 얻었고, 정신건강 회복의 여정 중에 있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 도우미로도 봉사하고 
있다. 마음챙김(mindfulness)과 스트레스 관리, 대화의 기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과 같은 자기관리와 대처 기술은 봉사자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게다가 나는 댄스 치료를 적용한 “ 바디앤 마인드 프로그램
(Body and Mind Program) ” 을 공동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신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활기찬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경험되어지는 에너지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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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다는 것과, 나를 지지해 주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참여한 개인 하나하나가 서로를 지지해 주고 
믿어줌으로 서로가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있다.

자조그룹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속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창피함이나 낙인 같은 것이 없는 대신 서로의 문제들을 
포용하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내가 경험한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정신건강 회복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삶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 자조그룹에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기도 했고 정신 건강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쓰는 데에 좀더 책임감있는 소망을 키우게 되었다.  육체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처럼 정신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날마다 하는 정신 운동은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한국 문화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기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다른이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직,
간접 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치 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것 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홍푹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신건강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것을 종종 보게된다. 정신 질환에 걸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끝이 
아니다. 첫 발을 내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회복을 위한 소망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홍푹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었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은 정신 건강 관리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뛰어난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한인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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